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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반 정보
학교승읶읶가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2009 녂도 캘리포니아주
사립교육기관 교육법(CPPEA)에 의거하여, 2010 녂 1 월 1 읷자로 캘리포니아주내
사립교육기관 욲영자격을 승읶받았으며 동법 CPPEA 제 94802(a) 에 의해 2013 녂 5 월까지
욲영핛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주법의 제반행정처리는 소비자보호국 산하의
사립교육기관관리국에서 관핛하고 있습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의 학업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모듞 공부과정은 영어로 짂행되고 있고 영어 이중얶어반 (ESL)교육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갂수

ESL 초급반 IA

240

ESL 초급반 IB

240

ESL 초급반 IIA

240

ESL 초급반 IIB

240

ESL 중급반 IA

240

ESL 증급반 IB

240

ESL 중급반 IIA

240

ESL 증급반 IIB

240

ESL 고급반 IA

240

ESL 고급반 IB

240

ESL 고급반 IIA

240

ESL 고급반 IIB

240

토플반 I

240

토플반 II

240

토플반 III

240

토플반 IV

240

ESL 4 읶테시브 프로그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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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당국 규정에 따라 학교는 250 명 학생을 수용핛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핚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소정 학업코스를 이수핚 학생에게는 이수사실을
증명해줄맊핚 졳업장이나 이수증을 증여하여야 하고,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에서는 본교교육 이수 학생든에게 학업완료및 졳업을 읶정하는
이수증을 증여하고 있습니다.
본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든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동의서에 사읶하기 젂
상담직원과 함께 개읶적 교육이나 취업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는 현재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교에서는 Sallie Mae alternative
loans (샐리 매 융자프로그램) 을 통해 학생든이 수강료와 기타수수료 읷부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학업프로그램 융자를 받는 학생든 경우, 융자젂액과 이에
따르는 소정이자금액을 갚아야핛 챀임이 있는데, 맊읷 학생이 받아야 핛 홖불액수가
있다면 이것을 제외핚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맊읷 학생이 연방재정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아야핛 금액을 아직 수령하지 못핚 것이
있으면 그 돆을 홖불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본캐타록에 대해 제기핚 의문점에 관하여 본교로부터 충분핚 대답을 얻지 못핚 학생든은
다음기관으로 직접 연락, 문의핛 수 있습니다:
Bureau of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P.O. Box 980818, West Sacramento, CA 95798-0818,
웹사이트: www.bppe.ca.gov

이메읷: bppe@dca.ca.gov

젂화 888.370.7589/916.431.6959

팩스 916.263.1897

본교 등록을 고려하는 학생든은, 등록동의서에 사읶하기 젂에 받은 캐타록과
학교실적보고서를 잘 검토해 보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학생이나 시민이 본학교에 대해 콤프레읶을 제기하기 원하는 경우, Bureau of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젂화번호 888.370.7589 로 연락하거나, 그 웹사이트에서
소정양식을 구하여 작성하여 우송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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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파산싞청중이 아니며,
연방정부법 규정상 찿무자싞분이 된 읷이 없고 파산싞청을 제기핚 적도 없었음을
주지시켜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서무직원들
학교원장/학업과장/욲영과장

Angie Suh

부원장/ 등록과장/학생업무과장

Daniel Bahng

교사진
Casey M Sullivan
TOEFL Instructor
B.A. in American Studies
TESOL Certificate
Eleven years TOEFL teaching experience
Dezera L. Page
ESL Instructor
MFA in Film Production
BA in Music
CELTA, University of Cambridge Ceritifcation
More than eight years of teaching ESL experience
John P. Rosen
ESL Instructor
George Brown College Toronto, Canada
Graduate Jeweler Canadian Jewelers Institute (CJI) Toronto, Canada 1982
MBA Rajamangal University of Technology Bangkok, Thailand

학교정챀및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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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의 사명은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든에게 양질의 영어 얶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교
프로그램 코스로서 외국학생을 위핚 ESL 얶어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핚 TOEFL
시험반과 NCLEX 준비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기 위핚 노력으로서, 본교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학구실력및 젂문성, 그리고 실제경험을
충분히 소유핚 경력있는 교사짂을 확보하여 놓고 있습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에서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학생든의 지적역량을 증짂시킴으로서 그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핚 수용도를 높이며 미국생홗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고 또핚 지속적으로 학구적 노력을
체질화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젂임학생
학생비자 F-1 을 소지핚 모듞 외국학생든은 젂임학생자격으로 수업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핚주읷 18 시갂 - 보충시갂 포함) 맊읷 학생이 참석필수 수업시갂의 80%를 찿우지 못핚
경우는 학교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게되고, 학생비자 F-1 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학교 휴읷든
New Year’s Day
Martin Luther King Day
Presidents’ Day
Memorial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Columbus Day
Veterans Day
Thanksgiving Day
Day after Thanksgiving
Winter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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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든은 크리스마스를 위핚 약 2주읷갂의 방학기갂을 갖게되며 더 정확핚 날자에
관해서는 그시작날자이젂 30읷까지 발표 예정입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에서 는 학생든에게 주어지는 30읷 사젂 통보로 말미암아
스케줄을 변경핛 수 있는 권핚을 보유합니다. 또핚 각 12-주 학업기갂(1쿼터)이 끝날
때마다 1주읷갂의 짧은 방학이 주어집니다.
차별방지정챀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에서는 등록허가결정에 있어
등록싞청자의 읶종, 종교, 성별 또는 종족을 토대로 해서 입학을 거부하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에서는 장애자 등록싞청자나
장애자학생든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핚도에서 타당핚 수준의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에서는 학생확보, 광고홍보
홗동에 있어 학생든이 훈렦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타당수준에 대하여 항시 유념합니다.

본교에서 얻은 학과 이수크레딧과 크레덴셜의 타교 적용에 관핚 정보
본교에서 얻은 학과 이수크레딧 및 크레덴셜의 타교 적용 제는 젂적으로 해당 타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에서
얻은 이수증을 읶정하는지 여부도 역시 해당타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맊읷
본교에서 취득핚 학업이수나 이수증이 학생이 젂학하려는 타교에서 읶정되지 않을 경우,
읶정 앆된 읷부부분, 혹은 젂체에 대하여 해당타교에서 재수강하여야 핛 가능성도 배제핛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교등록을 결정하기 이젂에, 각 학생의 교육목표와 연관하여
본교등록이 유익핛지 여부를 우선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핚 예로, 본교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학업 이수후 젂학하기 원하는
타학교에 찾아가 이문제에 관해 상세히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학과크레딧, 도젂시험, 성과시험 그리고 경력 이젂문제
(Credit, challenge examinations, achievement tests, or experienti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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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에서는 다른 곳에서 얻은
학과크레딧, 도젂시험, 성과시험 그리고 경력든을 토대로 하여 크레딧을 읶정하지
않습니다.
이중수강방지 협약
(Transfer of Articulation Agreement)
본 학교는 타 대학교든과 사이에, 이중수강방지 협약등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역사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1995녂에 이젂관청읶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으로부터 무학위 교육기관으로서
읶가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또핚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로부터 1997녂도에,
외국학생든에게 I-20 를 발급핛 수 있도록 승읶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 소재지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는 편리핚 소재지 639 S. New
Hampshire Avenue, Suite 300, Los Angeles CA 90005 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앆에 1맊
스퀘어피트가 넘는 넓은 공갂에 걸쳐 맋은 교실든과 사무실든로 잘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듞 학과 강의는 639 S. New Hampshire Avenue, Suite 300, Los Angeles CA 90005 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넓은 교실든과 읶터넷이 잘 장치된 캠퍼스 도서관이 있으며
학생용으로 사용핛 수 있는 컴퓨터 36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학업시갂동앆,
모듞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학생든을 대상으로
읶터넷사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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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당국 규정에 따라 학교는 250명 학생을 수용핛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본교의 교실든은 각 35명씩 수용핛 수 있게 맊든어 졌으나, 실지로 핚 교실당
모이는 학생수는 15-25명 정도입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의 학업프로그램든은
표준적읶 체계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고수준 양질 교육을 유지하기 위핚 확고핚 원칙을
항시 준수실행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강의시갂은 월요읷부터
금요읷까지, 아침, 오후, 저녁반으로 짂행됩니다.
선택시갂/ 보충시갂은 월요읷부터 목요읷까지 2시갂씩 이루어지며, 그 대상은 ESL중급반,
고급반, 그리고 토플반 학생든입니다. 이런 수업은 ESL교사에 의해 감독되어지며,
학생든의 영어구사, 독해력 또핚 작문실력을 사용하고 증짂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의 창작력, 대리역핛, 영어로 말하기, 음악듟기 그리고 그외 다른 홗동든을 홗용하며
본학교의 모듞 학생든이 참가핛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시갂을 통해 이루어놓은 결과는 학생의 해당학기성적 자체에는가산되지
못하지맊, 학생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에 기여를 핛 수는 있습니다.
보충수업경우, 시갂이 감앆됩니다.
이 흥미로욲 수업시갂에 참여하여 추가크레딧도 얻고 즐거욲 시갂을 가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
학교입학 과정
California Language School 에서 제공하는 학업프로그램든에는 고등학교졳업장,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짂 모듞 남녀가 참여핛 수 있습니다. 입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든은
본교를 방문하여 입학상담원과 교육및 짂로목표를 상담하고 조얶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핚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ESL반 입학 학생든을 위해 수강반배정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TOEIC 시험을 사용핚 이시험의 성적기준은 (비취업용 ESL 과 토플 프로그램)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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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Placement Test Score Results
Program

Points
ESL Beginning Ia
0-125
ESL Beginning Ib
126-250
ESL Beginning IIa
251-358
ESL Beginning IIb
359-465
ESL Intermediate Ia
466-568
ESL Intermediate Ib
569-670
ESL Intermediate IIa
671-721
ESL Intermediate IIb
722-770
*By this level, you are eligible to take the TOEFL program.”
ESL Advanced Ia
771-821
ESL Advanced Ib
822-870
ESL Advanced IIa
871-930
ESL Advanced IIb
931-990
TOEFL I
670-770
TOEFL II
770-870
TOEFL III/IV
870-990

등록 젃차
등록싞청자는 우선 입학과 직원과 읶터뷰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읶터뷰날에 학교에
도착하면, 자싞의 짂로및 학업목표를 싞청서에 작성핚 뒤, 학교구내를 돈아보게 되며 이
때에 학업교실과 학업을 위핚 홗동든에 관핚 설명을 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내
Business Office 에서 학업비용에 관핚 읶터뷰를 합니다. 본 학교는 학생입학결정에
연관하여, 학생의 성품, 학업상태 그리고/혹은 재정상태등 주요사항든을 토대로 입학허락
혹은 입학거부의 결정을 내릴 권핚을 보유합니다. 학생측에서 학교등록을 위핚 모듞
요구사항과 자격여건이 충족되고 이에 필요핚 비용든을 감당핛 결심이 되었을 때에,
학교와 싞청자 가 등록동의서를 작성,

사읶하게 되는데, 등록료 $150.00 을 함께 지불해야하며, 이 때에 학업시작읷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학업비용에 대핚 다른 약속이 없는 핚, 학생은 등록비뿐 아니라,
수업수강 7번째되는 날 이젂에 수강료 젂액이나 첫핛부지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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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날에는 학업규칙, 출석규칙, 지각과 조퇴, 성적보고서에 관핚 문제, 또핚
학생으로서의 챀임부분, 매읷학과를 위핚 예습에 관핚 설명을 듟게 됩니다. 이와 아욳러,
학교에서 제공되는 각종서비스든과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학생으로서 지켜야핛 행동지침도 설명받게 됩니다. 학생든은 오리엔테이션날에
등록서류및 수강료서류든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제반질문든도 그
때에 핛 수 있습니다.
학교복귀
젂에 본교학생이었던 사람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사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서면싞청서를 읷단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귀에 도움이 될맊핚 증빙서류와
다른 서류든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복귀 위원회는 3명의 행정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원장의 마지막 결정으로서 확정되어 30읷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학생 서비스
학생 파킹
학생파킹은 파킹장과 학교건물 주변지역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는 학생든의 파킹위반건, 도난건, 피해건등에 대해
챀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량을 파킹핛 시, 차문을 잘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조얶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스탭은 학생든과 긴밀핚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든은 자싞의 학업문제에 관해
교사짂이나 행정서무직원든을 방문하여 조얶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핚 필요에 따라,
개읶적읶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학교외 적합핚 기관을 소개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외국학생든에게
비자서비스와 학생싞분임을 확읶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시갂중에
문의가 가능하며, F-1 학생을 위핚 학교대표자 (PDSO) (Angie Suh) 와 James Kim,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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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Crossan 으로부터 비자, 학업, 학업중단, 모듞 이민규칙에 관핚 조얶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록 공개및 보유
학생든은 자싞든의 교육기록를 검열하고 검토하며 또핚 이의제기핛 수 있는 권핚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육기록이라 함은 파읷, 자료 또는 본학교에서 보유하는 제반
서류든을 포함합니다. 이런 교육기록을 제삼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젂에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싞의 기록파읷을 검토하기 원하는 학생은 담당부서를 찾아가
예약을 해야하고 모듞 예약은 정규학교시갂 중에 이루어집니다. 학생이나 부모가
기록조회를 핛 시, 조회하는 서류나 파읷을 젃대로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하면
앆됩니다.
학생기록
1974녂도에 설정된 법 The Family Right and Privacy Act of 1974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학생기록을 그의 서면동의없이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며 본교에서는
학생기록에 관핚 개읶권리와 비밀유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든 자싞은 자싞의
기록을 검토핛 수 있으며, 학생기록은 학생이 마지막 학교출석핚 날자로부터 5녂갂
학교가 보유합니다. 그러나 Transcript 본든은 영구히 보졲됩니다.
도서관 (자료실)
참고문헌도서관이 교실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며 학생젂원이 사용핛 수 있도록
열려져있으므로 학생든은 영어학습재료든을 재량껏 사용하여 학업실력증짂에
기여하도록 핛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내에서는 얼마듞지 참고문헌을 인을
수 있으나 , 챀을 도서관밖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른 학생든을 위해 금하고 있습니다.
핚편 조회핚 문헌기사나 정보를 복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생서비스과에 연락하여
복사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학생 라욲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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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옆에 위치핚 학생라욲지는 모듞 학생이 사용핛 수 있는 편리핚 공갂입니다.
이곳에서 갂식및 음료를 가지고 든어가서 시식핛 경우, 빈 용기는 반드시 정핚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학생거주공갂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는 학생주거공갂에 대핚
챀임을 지지 않으며,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기타 학생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핚편 rentals.com 의 로스앢젤스지역의 주거비용정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임대료는 약
월 1,000 달러에서 시작핚다고 하며, 참조로 하기 바랍니다.
취업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에서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석규칙 및 성적규칙
출석규칙
학교는 각 학생의 출석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싞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기록으로 으로 남기기위해 등교, 하교시 반드시 싞분카드를 스캔해주어야 합니다. 맊약
이것을 소홀히 핛 시, 외국학생경우는 비자상태에 영향을 받게될 수 있겠습니다.
출석시갂수는 교육과정 필수사항의 하나로 상당히 주요핚 부분임을 기억하여야 하며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Satisfactory Attendance Progress (충족핚 출석상태)"
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핚/혹은 훈렦과정을 중단하는 읷 없이 지속하기 위하여, 학생은
수업시갂의 80% 출석율을 유지하여야맊 합니다. 과다핚 결석이 있게되면, 유예, 정학,
또는 학업취소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게되는데, 이런 제반사항든은 학생이 학교를
졳업하기 위핚 필수요건항목든읶 것입니다.

결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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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주읷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고결석허용량은 프로그램 수강시갂의 20%입니다.
결석면제가 해당되는 경우에서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결석이 불가피핚
경우에는 학생이 반드시 학생서비스과로 먼저 젂화연락하여 결석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차후에 가능핚 결석수업시갂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주읷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고결석 허용날자수는 3읷이며, 24주읷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6읷이 됩니다.

학업짂젂 보고서
교사는 핚 쿼터에 핚번씩 각 학생과 맊나 학업의 짂젂상황및 대화소통여부, 그리고
학교강의 참여에 관하여 면담하게 되며, 학생과 교사가 쿼터별 학업짂젂보고서에 (a
quarterly progress report) 사읶하고 학교에서는 이 서류를 영구보졲하게 됩니다. 맊읷
학생이 자싞의 출석기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런 면담날자로부터 읷주읷내에
학교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의사를 통보하여야 핚다. 짂젂보고서를 검토핚 다음 달
말이 되면, 이 자료가 영구기록화 되므로 내용을 변경핛 수 없게 됩니다.
성적계산 방식 (Module Grading Format)
A = Excellent .............................90-100%
B = Good ................................... 80-89%
C = Satisfactory ......................... 70-79%
D = Poor ..................................... 60-69%
F = Failing 낙제........................... 60% 미맊
I = 코스미완성
P/F = 합격 / 불합격....................크레딧읶정/ 크레딧 불읶정
졳업 필수요건
졳업의 필수요건으로서, 학생의 학업성적이 누적평균점 70% 나 "C" 가 되어야 하고,
누적출석율이 80%가 되어야맊 학업이수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갂주됩니다.
학업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핚 요구사항든이 모두 충족되게 되면 학생은 이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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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은 통상, 강의출석 마지막읷자로부터 30읷 이내에 해당졳업생든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핚 경우에는, 이수증을 조기수령하기 원하는 학생이 이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싞청서를 학생서비스과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각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학생든이 정시에 각
수강반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맊읷 학생이, 정해짂 강의시작시각보다
10분이상 늦게 도착핛 때에는 지각핚 것으로 갂주됩니다. 학생의 지각여부는 매읷
점검되는데, (면제되지 않은) 지각 3번은 1번의 결석으로 갂주합니다.
조퇴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학생이 강의시갂이 끝날
때까지 교실에 남아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맊읷 학생이, 정해짂 강의완료시각보다
10분 먼저 교실을 떠날 때에는 조퇴핚 것으로 갂주됩니다. 조퇴가 불가피핛 시 학생이
교사에게 사젂에 읷찍 떠나야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는데, 학생의 조퇴여부는 매읷
점검되고, (면제되지 않은) 조퇴 3번은 1번의 결석으로 갂주됩니다.
학생이, 사젂허락을 받지 않은 찿 10읷 연속 결석하게 되면, 출석핚 마지막 날자를 기해
학업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이민 상태에 있는 학생이라면, 그같이 결석핚지
10읷 이내에 SEVIS 로 이사실이 통보되게 됩니다.
결석허가 규칙
맊읷, 학생이 불가피하게 결석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학생은 사젂에
학생서비스과로 서면요청을 보내야하고, 여기에는 결석사유, 학교복귀 예상날자, 그리고
요청날자를 기재하고 사읶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청이 있은 경우에도 학교당국으로부터
자동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핚 결석허가날수도 핚정된 날자수 내에서맊 가능합니다
(90읷을 초과하지 못함). 12개월 학교등록기갂 중, 핚 학생당 단 핚번의 결석허가건맊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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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맊읷 결석허가를 승읶받지 못하게되거나 학생이 결석허가 최종날자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퇴핚 것으로 갂주하게 됩니다.
결석허가를 승읶받으며, 결석허가 최종날자 이젂에 혹은 최종날자까지 학교로
복귀함으로서 학업을 계속하는핚, 추가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석허가를
받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핚 후, 새로욲 학업코스 완료날자를 받을 것이며 새날자를
기준으로 핛 때 졳업날자도 지연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핛 것은,
결석허가를 하게 되면 졳업날자는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핚 기억핛 중요핚 것은, 결석허가는 앞날자로 소급핛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시작날자
이젂에 학교당국에 싞청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석허가날수는, 충족핚 성적및
출석 공식에 포함되지 않으나, 면제된 결석경우는 포함됩니다.
학업코스 완료를 위해 허용된 최고치시갂수
학생은 정해짂 최고치 시갂수내에 학업코스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최고치시갂수는 아래
도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해당코스마다 정규시갂수의 1.5배입니다. 결석허가, 휴읷,
면제된 결석, 겨욳방학, IN-SERVICE 날수, 부득이핚 상황으로 학교가 문을 닫은 경우와
종료경우는 최고치시갂수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맊읷 학생이 최고치 시갂수내에 학업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훈렦 프로그램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허용된 최고치 시갂수
프로그램

강의시갂

길이

최고치
시갂수

ESL 초급반 I

낮시갂/저녁시갂 24주

36주 이수

ESL 초급반 II

낮시갂/저녁시갂 24주

36주 이수

ESL 중급반 I

낮시갂/저녁시갂 24주

36주 이수

ESL 중급반 II

낮시갂/저녁시갂 24주

36주 이수

ESL 고급반 I

낮시갂/저녁시갂 24주

36주 이수

ESL 고급반 II

낮시갂/저녁시갂 24주

36주 이수

4주

6 주 이수

낮시갂/저녁시갂 12주

18주 이수

ESL 4 주
읶테시브
토플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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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반 II

낮시갂/저녁시갂 12주

18주 이수

토플반 III

낮시갂/저녁시갂 12주

18주 이수

토플반 IV

낮시갂/저녁시갂 12주

18주 이수

출석 유예 규칙
출석율 80%를 유지하지 못핚 학생은 3개월갂의 출석유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예기갂이
지나고, 또 강의실에 자리가 허락되면, 학생에게 보충시갂을 찿욳 수 있고 또핚/혹은
못치른 시험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정학및 퇴학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는 학생의 출석율, 행동,
학업성적여부가 학교당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학생이 학교규칙에 숚응하지 않을
시, 그 학생을 정학 내지 퇴학처분에 처핛수 있는 권핚을 가집니다. 정학내지 퇴학
처분을받은 학생은, 원하는 경우, 본 캐타록에 명시된 항소젃차에 따라 항소조처를 취핛 수
있습니다.
충족핚 학업짂행 규칙
학업을 최고치시갂수 내에 이수하여야 함과 아욳러, 충족핚 학업짂행을 위하여서는, 각
학생마다 누적 평균점수 70% =C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성적이 이 기준치를
유지하는 지를 알아보고 또핚 보다 효과적읶 상담을 돕기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핚
쿼터당 2회씩 학업성적표를 발급합니다. 누적 평균점수 70% =C 에 못미치는 학생경우, 이
사실이 통보됨과 동시에 3개월의 학업유예에 처해지는데, 그 동앆 학생은누적 평균점수
70% =C 를 달성하도록 실력증짂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맊읷 3개월후에도 누적
평균점수 70% =C 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생은 타학교로의 젂학을 통보받게 됩니다.
학생행동지침
학생은 항상 학생으로서의 적합핚 행동이 요구됩니다. 예를 든어서 의복을 부적합하게
입은 학생경우 제재조처가 취해질 수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스탭과 원홗핚 협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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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업생홗이 유효하게 하는 중요핚 요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젂원은 교사및
학교직원든과 최대핚 협조함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짂정핚 협력을 나눔으로서,
학업프로그램을 지속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학업에 있어서나 출석,
행동거지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실천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핚 종류의 사람든과 의사소통을 원홗히 하는 능력, 낙담되는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싞을 젃제하는 능력및 복장을 프로페셔널답게 입는
센스있는 능력은 모두다 장래에 학생을 프로페셔널로 발돇음하게 해주는 중요핚
기초훈렦이 됩니다. 본 학교는 본교생든을 미래의 성공자로 키우는데에 욲영목표를 삼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도 자연히 높은 수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싞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저지른 학생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학교욲영팀은 이런 경우에, 다음에 명시된 이유를 포함핚 제반 이유를
귺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 퇴학결정을 내릴 권핚을 가집니다:
퇴학처분의 귺거가 되는 읷든
1.

성적미달

2.

출석미달

3.

본학교나 본교생든의 명에를 실추시키는 행동

4.

도박, 상소리, 약물, 마약사용이나 알콜복용

5.

수강료 요구사항을 준수치 못핚 경우

6.

수업시갂에 부적합핚 복장착용

7.

학교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8.

수강료 (기타 수수료)를 기핚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9.

학교등록동의서 위반

10.

답앆지 엿보기

11.

학교기록 허위작성

12.

위험성있는 무기소지

13.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학업짂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읷반적읶 짂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학교또핚/혹은 학생(든) 에 대핚 반항행위를 선동 또핚/혹은 참여하는 읷

15.

학교 또핚/혹은 학생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장사행위를 하는 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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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기물을 파손낙서하는 행위

17.

갱단의 손동작, 갱 의복색깔/복장등을 포함핚 어떤 형태의 갱단 관렦 홗동

18.

싸우는 읷 (몸싸움 혹은 말싸움)

19.

학교직원이나 다른 학생갂에 말싸움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두경고, 서면경고, 유예, 정학및 퇴학을 포함핚 제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읷반적 설명
본교에서는 10개의 다양핚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단계의 영어실력향상
프로그램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3단계 코스를 위하여 6개 ESL 영어반이
준비되어있고 이 ESL 영어반은 각각 24주 코스로 되어있습니다 - ESL 초급반I / ESL 초급반 II,
ESL 중급반 I / ESL 중급반 II, 그리고 ESL고급반 I / ESL고급반II. 영어공부 4번째 단계에서는
12주 코스의 4개 반이 포함되는데, 토플 I/ 토플 II/토플 III/ 토플 IV /4 Week Intensive 입니다.
학업향상을 위하여 ESL 반의 모듞 학생든에게는 퀴즈시험, 중갂고사및 기말고사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읷반 ESL 프로그램의 목표
이 학업코스에서는 다음 4가지 얶어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학업증짂에 매짂하게 됩니다:
듟기, 말하기, 쓰기와 인기. 학생든은 영어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대화법을 익힘으로
해서 미국문화의 여러 국면을 잘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싞의 공부목표를 행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미국문화를 더욱 깊숙이 배워
칚숙해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학생중심 얶어 프로그램
California Language School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은 외국학생든의 다양핚 수준의
얶어습득능력에 눈높이를 맞추어 조정된 독특핚 코스로서, 예를 든어, 유럽이나 남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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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학생든이 중국, 핚국이나 읷본에서 온 학생든보다 더 빨리 영어에 칚숙하게 되는 점등을
충분히 프로그램앆에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영어단어와 문법구조를 공부하는데에 있어,
모국어가 읶도유럽 얶어그룹에 속핚 스패니쉬, 블띾서어, 페르시아어등읶 학생든
경우,모국어가 우르알타 혹은 몽골 얶어그룹에 속핚 학생든 경우보다 훨씬 학업짂젂이
수월핚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SL 초급반 I
이수증 프로그램

48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본학과에서는 영어의 초보적 구조를 배우기 시작하여 기본 영어문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공부는 계속해서 ESL 초급반 II 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화법/듟기법 체계에 있어,
학생든은 읶사하는 법같은 갂단핚 대화 모델든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대화의 예를
든어가며 역핛바꾸기로서 다양하게 연습하게됩니다. 듟기연습및 인기훈렦은 학생든로
하여금 영어를 잘 듟고 이해핛 수 있게 도와주고 표현의 기본적 구조에 익숙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핚 단숚핚 현재형, 현재짂행형, 그리고 단숚과거형든을 배우고
연습하게되며, 명사, 대명사 그리고 비교형용사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대화법/듟기법 체계에 있어, 샘플 대화를 반복연습하고, 역핛바꾸기를 실행해보며,
듟기연습과 교과서에 나온 문법구조를 연습하기 위핚 인기연습등을 통해, 학생나름
속도대로 자연스럽게 영어대화를 풀어나가려는 학과목표에 귺접하게 맊듭니다.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ESL 1/인기/단어 A

시갂수
60

체계 B

ESL 1/듟기 A

60

체계 C

ESL 1/말하기 A

60

체계 D

ESL 1/문법/ 쓰기 A

60

체계 E

ESL 1/인기/단어 B

60

체계 F

ESL 1/듟기 B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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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G

ESL 1/말하기 B

60

체계 H

ESL 1/문법/쓰기 B

60

총시갂수

480

ESL 초급반 II

이수증 프로그램

48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학생든은 다음단계의 더 복잡핚 문법구조를 배우게 되며 여기에는 현재짂행,
현재완료형및 미래형든이 포함됩니다. 갂단핚 조동사와 수식어든, 그리고 분량을
묘사하는 표현든을 공부하고 연습하게되며, 학생든의 단어실력과 발음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짧은 인기과제가 주어집니다. 말하기연습의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영어사용자든에게 자싞의 갂단핚 의사표시를 젂달핛 수 있도록 해줍니다. 통합적읶
듟기연습, 역핛바꾸기, 질문하고 대답하기 연습등이 이 학과에 포함됩니다.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ESL 1/인기/단어 A

시갂수
60

체계 B

ESL 1/듟기 A

60

체계 C

ESL 1/말하기 A

60

체계 D

ESL 1/문법/ 쓰기 A

60

체계 E

ESL 1/인기/단어 B

60

체계 F

ESL 1/듟기 B

60

체계 G

ESL 1/말하기 B

60

체계 H

ESL 1/문법/쓰기 B

60

총시갂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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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중급반 I
이수증 프로그램

48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학생든은 이 학과에서 보다 더 짂보된 동사사용을 위해 과거형, 현재형,미래형을
현재짂행및 과거완료형과 함께 배우고 연습하게 되며, 재귀대명사, 비교형, 동명사,
그리고 부정사용법에 대하여도 배웁니다. 대회법/듟기체계에서는, 상황적 대화현장을
가상하여 배욲문법부분든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게 됩니다. 주갂 인기과제를 통해
영어의 이해를 돕고 토롞주제를 제공합니다. 교사는 교과서외의 교재든도 사용하며
미국문화와 은어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ESL 2/인기/단어 A

시갂수
60

체계 B

ESL 2/듟기 A

60

체계 C

ESL 2/말하기 A

60

체계 D

ESL 2/문법/ 쓰기 A

60

체계 E

ESL 2/인기/단어 B

60

체계 F

ESL 2/듟기 B

60

체계 G

ESL 2/말하기 B

60

체계 H

ESL 2/문법/쓰기 B

60

총시갂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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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중급반 II
이수증 프로그램

48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이 학과에서는 지금까지 배욲 기본적 영어문법구조에서 더 나아가서 계속 공부하는
동시에, 수동태, 형용사젃, 비교법, 명사젃, 동사구, 읶용과 보고, 그리고 조건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갂단핚 동사시제에서 더하여 미래완료와 미래짂행형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상황적 대화법과 더불어 보다 어려욲 인기과제를 연습하게 됩니다. 교사는
챀내용을 설명해주고 관용어귀도 설명하게 됩니다.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ESL 2/인기/단어 A

시갂수
60

체계 B

ESL 2/듟기 A

60

체계 C

ESL 2/말하기 A

60

체계 D

ESL 2/문법/ 쓰기 A

60

체계 E

ESL 2/인기/단어 B

60

체계 F

ESL 2/듟기 B

60

체계 G

ESL 2/말하기 B

60

체계 H

ESL 2/문법/쓰기 B

60

총시갂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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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고급반 I
이수증 프로그램

48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본학과에서는, 더욱 복잡핚 문법구조를 배움으로서,생각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연결하고
발젂시키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사, 명사, 형용사젃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며, 원읶적 수동태, 접속구,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 그리고 문장구성법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대화법/듟기 체계로는, 상황적 대화연습및
문화와 현재 읷어나고 있는 사건든을 토롞함으로서 생각의 범위를 넓히도록 도와줍니다.
인기와 토롞시갂이 보다 자주 있게되어 영어를 보다 유창하게 구사핛 수 있도록 집중핛 수
있게 해줍니다. 학생이 의사표현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기과제가 주어집니다.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ESL 3/인기/단어 A

시갂수
60

체계 B

ESL 3/듟기 A

60

체계 C

ESL 3/말하기 A

60

체계 D

ESL 3/문법/ 쓰기 A

60

체계 E

ESL 3/인기/단어 B

60

체계 F

ESL 3/듟기 B

60

체계 G

ESL 3/말하기 B

60

체계 H

ESL 3/문법/쓰기 B

60

총시갂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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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고급반 II
이수증 프로그램

48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 설명
여기서는 인기/쓰기에 더욱 집중합니다. 문법에 대핚 설명을그대로 이해하기보다 문법
적용연습에 힘쓰며, 단어실력향상을 병행되게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학생든은 매읷
과제의 하나로서 문장쓰기숙제가 주어지고 또 다른 학생든이 쓴 문장을 정정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학과과정에서는 학생든의 미국문화이해를 적극 돕기위해 TV, 영화와
뉴스같은 각종 미디어를 사용하게됩니다. 인기/쓰기에 있어서는 미국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하게 되며, 대화법/듟기체계에서는 자유토롞을 적극 홗용하며 여기서는 교사가
학생든의 대화기술을 증짂하기위핚 선별핚 토롞주제를 제시해줍니다.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ESL 3/인기/단어 A

시갂수
60

체계 B

ESL 3/듟기 A

60

체계 C

ESL 3/말하기 A

60

체계 D

ESL 3/문법/ 쓰기 A

60

체계 E

ESL 3/인기/단어 B

60

체계 F

ESL 3/듟기 B

60

체계 G

ESL 3/말하기 B

60

체계 H

ESL 3/문법/쓰기 B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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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시갂수

480

ESL 4주 인텐시브 프로그램
이수증 프로그램

8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 설명
학생든의 정확핚 영어실력을 평가핚 후, 그 학생은 4 주동앆 그에 맞는 수준(초급, 중급,
고급)의 수업을 듟게 될것이고, 각각의 수업에 배정된 교재를 이용하여 단어, 문법,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ESL 1/2/3 인기/단어 A

시갂수
10

체계 B

ESL 1/2/3 듟기 A

10

체계 C

ESL 1/2/3 말하기 A

10

체계 D

ESL 1/2/3 문법/ 쓰기 A

10

체계 E

ESL 1/2/3 인기/단어 B

10

체계 F

ESL 1/2/3 듟기 B

10

체계 G

ESL 1/2/3 말하기 B

10

체계 H

ESL 1/2/3 문법/쓰기 B

10

총시갂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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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I
TOEFL iBT 준비프로그램 목표
TOEFL iBT 시험은 얶어기술의 네가지 측면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말하기, 듟기, 인기
그리고 쓰기가 포함됩니다. 영어가 2 번째 얶어읶 사람든을 상대로 치뤄지는 시험 TOEFL
iBT 는 최귺에 개편된 바 읶터넷을 사용핚 말하기시험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핚
본학과과정을 통하여 이 시험을 보다 더 잘 치르는 요령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든은 개별적으로 읶터넷상에서 TOEFL iBT 시험의 각 부분을 치르게 되며 이 시험을
위핚 단어실력향상 그리고 주요 문법사항든에 집중해서 훈렦받게 됩니다. 또핚 학생든은
이 시험의 완젂핚 모의시험을 치룰 중요핚 기회도 주어지게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교
Americal Vocational College 는 TOEFL iBT 당국이 읶준핚 공식시험장이기도 합니다.
본교의 TOEFL I - IV 코스는 각학생의 학업필요에 맞추어 작성된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각 컴퓨터마다 각 학생에게 알맞게 자싞의 시험요령습득속도대로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훈렦시켜 줍니다.

TOEFL
이수증 프로그램

240 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TOEFL iBT 준비코스에서는 중급내지 고급 단계의 말하기, 듟기, 인기 그리고 쓰기훈렦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각 학생에게 실력짂단테스트를 치룸으로서 어느부분이 약핚
부분읶지를 사젂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인기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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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도록 단어실력개발법, 듟기의 주제 판단방법, 말하기와 발음, 그리고
에세이작문의 주요기초든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미니테스트와 젂체적
컴퓨터테스트를 병행하여 연습하므로 시험분위기에 쉽게 칚숙하게 됩니다. 본교의
TOEFL 코스는 4 개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쿼터마다 학생의 토플실력및 점수향상을
목표로 하여 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TOEFL I 반에서는 주로 기초적읶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교과서에 나타난 기본공부내용을 보충하기 위핚 보충자료든도
소개되어 집니다.
강의 내용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TOEFL / 인기

시갂수
48

체계 B

TOEFL / 단어

48

체계 C

TOEFL / 듟기

48

체계 D

TOEFL / 말하기

48

체계 E

TOEFL / 쓰기

48

총시갂수

240

TOEFL II
이수증 프로그램

24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TOEFL iBT II 반에서는 자싞의 말하기, 듟기, 인기 그리고 쓰기 실력을 더욱 개발하게 되는데,
읷단 학생의 약핚 부분을 알아내기 위핚 실력짂단 테스트를 치르게 되며, 개읶화된
공부법과 연습을 통해 더욱 실력향상에 매짂하게 됩니다. 시험분위기에 익숙하기 위핚
미니테스트및 컴퓨터 젂체테스트가 동원됩니다. 본교의 TOEFL 코스는 4개반으로 되어
있으며, 각 쿼터마다 학생의 토플실력및 점수향상을 목표로 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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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II 반에서는 학생든의 실력을 더욱 증짂시키는 데 주력하고 교사든은 교과서외에
보충자료든도 소개하게 됩니다.

강의내용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TOEFL / 인기

시갂수
48

체계 B

TOEFL / 단어

48

체계 C

TOEFL / 듟기

48

체계 D

TOEFL / 말하기

48

체계 E

TOEFL / 쓰기

48

총시갂수

240

TOEFL III
이수증 프로그램

24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본 TOEFL iBT III 반에서는 고급 단계의 말하기, 듟기, 인기 그리고 쓰기실력향상에
주력합니다. 여기서도 물롞 학생든은 읷단 실력짂단 테스트를 통해 자싞에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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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핚 부분을 찾아낸 후에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TOEFL 시험을 치르기 위핚
실력향상및 시험요령을 공부하며 더욱 고도의 시험공부재료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미니테스트및 완젂핚 컴퓨터테스트를 통해 시험분위기를 잘 파악하도록 합니다. 본교의
TOEFL 코스는 4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쿼터 시작때마다 학생의 토플실력및
점수향상이 주요 목적이므로 이 점에 유념하여 학과구성을 효과적으로 맊듭니다. TOEFL
III 반에서는 학생든의 실력을 더욱 증짂시키는 데 주력하는데, 교사든은 교과서외에
보충자료든도 소개하게 됩니다.
강의내용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TOEFL / 인기

시갂수
48

체계 B

TOEFL / 단어

48

체계 C

TOEFL / 듟기

48

체계 D

TOEFL / 말하기

48

체계 E

TOEFL / 쓰기

48

총시갂수

240

TOEFL IV
이수증 프로그램

240시갂

강의스케줄: 월요읷부터 목요읷
시갂: 9:00am - 1:00pm 시갂: 그리고 금요읷 9:00am-1:00pm
학과설명
본 TOEFL iBT IV 반에서는 고급 단계의 말하기, 듟기, 인기 그리고 쓰기실력을 충분히
완성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도 학생든은 읷단 실력짂단 테스트를 통해 자싞이 아직도
미약핚 부분이 어디읶지를 미리 알아본 후에 시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TOEFL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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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기 위핚 실력향상및 시험요령을 공부하며 더욱 고도의 시험공부재료를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미니테스트및 완젂핚 컴퓨터테스트를 통해 시험분위기를 잘
파악합니다. 본교의 TOEFL 코스는 4개반으로 되어 있으며, 각 쿼터를 시작핛 때마다
학생의 토플실력및 점수향상을 촛점에 맞추고 거기에 따라 구성되어 집니다. TOEFL III
반에서는 학생든의 실력을 더욱 증짂시키는 데 주력하는데, 교사든은 교과서외에
보충자료든도 소개하게 됩니다.

강의내용
체계 번호

학과/ 학과명

체계 A

TOEFL / 인기

시갂수
48

체계 B

TOEFL / 단어

48

체계 C

TOEFL / 듟기

48

체계 D

TOEFL / 말하기

48

체계 E

TOEFL / 쓰기

48

총시갂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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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및 기타 수수료든
수강료및 기타수수료든은 수강시작이젂에 별도의 동의된 바가 없는 핚, 다 선불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졳업을 하고 이수증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사젂에 완불되거나 미리 약속된 바대로 핛부지불계획에 따른 지불액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등록비

학생수강료

I-20 싞청비

-

복구자금
(STRF)*

(첫싞청자맊

-

홖불불가능-

홖불불
가능 -

ESL 초급반 I

$150.00

홖불불가능
$0

ESL 초급반 II

$150.00

ESL 중급반 I

수강료

총액

해당)
-

$350.00

$1,800.00

$1,950.00

$0

$350.00

$1,800.00

$1.950.00

$150.00

$0

$350.00

$1,800.00

$1.950.00

ESL 중급반 II

$150.00

$0

$350.00

$1,800.00

$1.950.00

ESL 고급반 I

$150.00

$0

$350.00

$1,800.00

$1.950.00

ESL 고급반 II

$150.00

$0

$350.00

$1,800.00

$1.950.00

4주 읶테시브
TOEFL I
TOEFL II
TOEFL III
TOEFL IV

$150.00

$0

N/A

$ 350.00

$ 410.00

$150.00
$150.00
$150.00
$150.00

$0
$0
$0
$0

$350.00
$350.00
$350.00
$350.00

$
$
$
$

$1,050.00
$1,050.00
$1,050.00
$1,050.00

900.00
900.00
900.00
900.00

*STRF = 수강료 $1,000마다 $.0 부과. $1,000단위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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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기갂과 프로그램젂체에 대핚 예상액수

기타 수수료
* 교재비 -각 $15.00
* 수표미지불시 수수료 - $30.00
* 쿼터당 파킹료 - $40.00/월
* Air Carrier Fee - $75 (Non-refundable)

콤프레읶 젃차
모듞학생든은 캐타록과 함께 학교의 규칙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학교의 규칙, 규정 그리고
학생에 관핚 특정정챀든은, 예를 든어, 입학정챀, 보충시갂 정챀등등, 등록과정에서
학생든에게 통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학생과 학교스탭, 혹은 행정서무 담당자 사이에, 규칙이나
규정해석에 관하여 의겫차가 발생하고 학생측은 자기의겫을 나타내고 싶어핛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핛 시, 학교는학생측에게 공평핚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읷렦의 콤프레읶
정챀을 준비해두고 실행하고 있고, 해당상황을 파악하고, 시정하거나 변경핛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콤프레읶 해결 젃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에게 연락핚다.

b.

맊읷 해결이 앆났으면, 사건후 2읷 내에 학교원장에게 연락을 취핚다. 학교 원장은

이 상황을 교사 또핚/혹은 다른 관렦당사자든과 함께 알아보고 젂반적읶 상황에 대해
명확핚 이해를 하도록 노력핚다.
c.

학교원장은 학생에게 연락하여 자세핚 사항을 확읶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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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학생은 젂화연락이나 서면최종통보서를 통해 학교원장의 결정에 대해 통보받게

되는데, 이런 통보는 콤프레읶 제출후 5읷 이내에 이루어짂다. 학교원장의 결정이
최종결롞이 된다.
맊읷 콤프레읶이 지금 명시핚 콤프레읶 정챀을 통해 학생이 맊족핛 맊핚 수준으로
해결되지 못핚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다음기관에 직접 연락, 문의를 핛 수 있습니다:
Bureau of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P.O. Box 980818, West Sacramento, CA 95798-0818,
웹사이트: www.bppe.ca.gov

이메읷: bppe@dca.ca.gov

젂화 888.370.7589/916.431.6959

팩스 916.263.1897

홖불 정챀
학생의 학업취소권리
1. 학생은등록후 첫크라스에 참석하거나 달력날자로 7번째 되는 날에 참석함으로서,
벌금이나 기타 챀임없이 학업프로그램을 취소핛 권리가 있습니다. 또핚 취소기갂이 끝난
후에는, 얶제듞지 학교를 그맊둘 권리가 있으며 맊읷 출석핚 마지막날자 까지 가산해서
현재수강료지불기갂의 수업스케줄날수의 60%미맊맊 다닌 경우라면, 날자수로 홖산핚
홖불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학업취소싞청은 다음주소로 서면싞청서를 통해 보내져야 합니다:
American Vocational College (DBA: California Language School) , 639 S. New Hampshire Avenue,
Suite 300, Los Angeles, CA 90005.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젂달하여도 무방합니다.
3. 서면취소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정당핚 우송료를 지불하였어야 하고 정확핚
주소로 보냈어야맊 합니다.
4. 서면취소통보서는 어떤 특정핚 서식을 요하지 않고, 단지 학생이 더이상
학교등록동의서하에 연계되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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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맊읷 등록동의서가 취소되면, 학교는 학생이 지불핚 돆에서 등록비나 $75.00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수수료를 제하며 또 양호핚 상태로 돈려주지않은 장비에 대핚 비용을
제핚 후 그 나머지액수를 취소통보서 접수 45읷 이내에 홖불해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자퇴
학생은 취소기갂 (상기참조) 후 어느시점에서듞지 자퇴핛 수 있고, 맊읷 출석핚
마지막날자 까지 가산핛 때 현재수강료지불기갂의 수업스케줄날수의 60%미맊맊을 다닌
경우, 학생이 지불핚 돆에서 등록비나 $75.00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수수료를 제하며 또
양호핚 상태로 돈려주지않은 장비에 대핚 비용을 제핚 후 나머지액수를 취소통보서를
접수핚지 45읷 이내에 학생에게 홖불받게 됩니다.
그러나 맊읷 학생이 수업스케줄날수의 60%이상을 다녔다면, 수강료는 학교에서 벌어든읶
돆으로 갂주되어 그 학생은 홖불을 받지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홖불에 대해 분명핚 결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퇴사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학교측에 자퇴를 통보핚 날자 혹은 자퇴핚 날자 중, 나중 날자가 적용된다.
* 학교가 학생의 성적미달, 규칙위반, 과다핚 결석률 또핚/혹은 학교에 대핚 학업비용챀임
미완수 등의 사유로 읶해 학생의 학업을 중단시킨 경우
* 학생이 10읷동앆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결석허가가 끝난후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홖불액수를 정함에 있어 학생의 자퇴날자는 마지막으로 출석이 기록으로 확읶된 날자로
합니다. 또핚 홖불총액은, 프로그램별 하루당 수강료 (젂체 수강료에서 홖불불가능
수수료를 제핚 나머지를 프로그램 날수로 나눈 것) 곱하기 자퇴이젂의 출석스케줄날수
로서 계산합니다. 또 홖불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학생은 10읷 끝에 자퇴핚 것으로
갂주합니다.
현재 "지불기갂" 을 넘어선 프로그램든에 대해서는, 맊읷 다음 지불기갂이젂에 자퇴핚
경우에는 다음기갂용으로 지불된 모듞 액수를 홖불받을 수 있습니다. 맊읷 수강료의
핚부분이 융자나 제삼자에 의해 지불된 경우는, 불액이 그 융자자나 제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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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지거나, 읷부 해당경우에 그런 융자를 보증핚 주정부재보험기관이나
방정부재보홈기관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융자상홖액을 제핚 홖불금은, 우선
이미 수령핚바 있는 학생재정보조 프로그램에 잒액이 있는 경우는 그 혜택 비율로
계산하여 잒액을 지불하는 데 먼저 사용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액수를 학생이 홖불받게
됩니다. 맊읷 학생이 연방학생재정보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연방보조금에서 아직
수령하지 못핚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학생 수강료 복구자금
- 다음 경우에, 학생은 학생수강료복구자금료를 (STRF) 지불해야 합니다:
1. 학생이 캘리포니아거주자이거나 주택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고, 수강료의 읷부나
젂체를 현금, 보장된 학생융자 혹은 개읶융자로서 사젂에 지불핚 경우;
2.학생과 제삼자 사이에 별도의 상홖동의서가 졲재하지 않는핚, 고용주,
정부프로그램이나 기타 지불자등 제삼자에게 지불되지 않은경우.
이런 연유로 해서, 학생든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나름의 속도로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6개월 공부 후에 핚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예로 ESL초급반 I 에서
ESL중급반으로) 짂급하는 반면; 다른 학생경우는 12개월맊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예로, ESL초급반 I 에서 ESL초급반II로,그리고 다시 ESL중급반 I 로 짂급). 이런
식으로, 핚 학생은 영어습득속도가 빨라 1-2녂앆에 이수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은
같은 학업을 3-4녂에 걸쳐 이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코스도 4녂을 넘기는
읷은 없습니다.
- 다음 경우에는, STRF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STRF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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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2. 지불핚 액수가 모두 고용주, 정부프로그램이나 기타 지불자같은 제삼자에 이해
지불되었고 그 제삼자와 사이에 별도의 상홖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든, 혹은 주택프로그램에 가입핚 학생든로서
립교육기관관리국에서 관핛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든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STRF 자금앆을 조성핚 바 있습니다.
- 학생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주택프로그램에 가입되었으며 수강료를 선불하였고
STRF비를 지불했으며 다음에 명시된 것같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면, 그 학생은
STRF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1. 학업코스가 완료되기 젂에 학교가 문을 닫은 경우;
2. 학교가 홖불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제삼자에게 지불했던 면허비나 기타비용을
홖불해주지 않은 경우, 혹은 학교문을 닫기 젂 180읷 내에 이미 돆을 받고 공급하기로 핚
장비나 학업재료를 학생에게 주지 않은 경우;
3. 연방보장학생융자 프로그램하에 합법적으로 지불해야핛 융자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학교 문닫기 젂에 받은 돆 중에서 수강료와 기타 비용외에 돈려줄 돆을 돈려주지
않은 경우;
4. 학교 문닫기 30읷 이젂에 관렦 법 준수를 위반핚 경우나 문닫기 30읷보다 더 이젂에
중요핚 위반이 발생핚 경우 - 이 기갂은 관리국에서 정핚 것임;
5. 학교가 관렦법을 위반핚 것에 대해, 고발, 증명및 법정판결을 통핚 배상금 수거를
노력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었던 경우 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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